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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tanium alloys have been attractive due to a high ratio of strength to weight as well as good

corrosion resistance. However, strengthening causes a decrease in ductility in Ti alloys, as is usual in other

alloys. For enhanced strength without ductility reduction, grain refinement and tensile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as functions of thickness reduction of cold rolling and annealing condition in Ti-15V-3Cr-3Sn-3Al

alloy with a β single phase. The average grain size of the specimen, which was cold-rolled by 90% and annealed

at 700oC for 5 min, was decreased to approximately 19 µm. The grain refinement of 63 µm to 19 µm increased

yield stress by 90 MPa without a significant decrease in total elongation. The Ti-15-3 alloy exhibited very low

work hardening during tensile test at a crosshead speed of 2 mm/min. This result was discussed based on

dynamic recovery associated with dislocation annihilation in grain boundaries.

Key words Ti-15-3, recrystallization, grain size, yield stress.

1. 서  론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더불어 경량합금으로 각광받고 있

는 티타늄은 낮은 밀도, 높은 비강도, 우수한 내식성 등

으로 인하여 항공우주, 군수, 스포츠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순수 티타늄의 낮은 강도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른 금속원소를 첨가한 합금의 형

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 β-Ti 합금은 α 합금이나

α + β 합금보다 우수한 성형성과 열처리에 의한 높은 인

장강도 및 파괴인성을 갖고 있다. β-Ti 합금 중 널리 쓰

이고 있는 Ti-15V-3Cr-3Sn-3Al(Ti-15-3) 합금은 높은 비

강도와 인성, 우수한 냉간성형성을 갖고 있어 고강도 경

량화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 

Ti-15-3 합금의 강화는 주로 β-천이온도 이상인 약

1000oC에서 용체화처리 후 600oC 정도에서 시효처리를

통하여 β-기지 내에 α 상을 석출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2) 특히, 시효 처리 전에 냉간가공을 하면 미세한 α

상을 분산 석출시킬 수 있어 보다 큰 강도의 향상을 기

대할 수 있다.3) 그러나 이러한 시효처리는 연성과 인성

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최근에 연성의 큰 저

하 없이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냉간가공과 시효처리 사이에 β-천이온

도 이상의 온도에서 짧은 시간동안 중간 회복 열처리하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6) 중간 회복 열처리를 통해

연성은 2~3% 회복되지만, α 상 석출이 없는 β-Ti 합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연성이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성을 감소시키는 α 상의 석

출 없이, β 상의 결정립 미세화가 Ti-15-3 합금의 강도

와 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미국 Allegheny Teledyne 사

로부터 구입한 직경 140 mm의 원통형으로 단조된 Ti-15-

3 합금으로 평균 결정립 크기는 300 µm이다. 냉간가공

도와 재결정 열처리 조건이 β 상의 결정립 미세화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60w× 12t× 150lmm3의 각재로

기계 가공하였다. 냉간가공도가 결정립 미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두께 감소율 30%, 50%, 73%,

83%, 90%로 상온에서 냉간압연 하였다. 재결정 열처리

는 염욕로에서 790oC에서 40분간 실시한 후 수냉하였다. 

결정립 미세화를 위한 최적의 재결정 열처리 조건을 찾

기 위해서 90%로 냉간압연한 판재를 600oC, 650oC, 700oC,

750oC, 770oC, 790oC에서 각각 3, 5, 10분간 염욕로를

이용하여 열처리한 후 수냉하였다. 재결정 열처리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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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변화 곡선을 이용하여 결정하였으며, 경도 측정은

로크웰 경도기(B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미세조직 관찰은 시편을 기계적 연마한 후, 5% HF,

10% HNO3, 85% H2O 혼합용액으로 에칭하여 광학현미

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평균 결정립 크기는 linear

intercept method7)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기계적 성질 평가를 위하여 표점부의 거리 25 mm, 폭

6 mm, 두께 2.5 mm를 갖는 ASTM B557M 규격으로 제

작된 인장시편을 Instron(Model-3382) 장비를 이용하여

2 mm/min의 변형속도로 상온에서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장 시편내의 전위를 관찰하기 위해 투과전자현미경

(JEOL JEM2100F)을 이용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thin foil 시편은 -40oC의 5% sulfuric acid + 95%

methanol 혼합 용액에서 twin-jet polishing 방법으로 만

들었다. 

3. 결과 및 고찰

결정립 미세화에 대한 냉간가공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30~90%로 냉연된 판들을 790oC에서 40분 동안 열

처리 하였다. Fig. 1은 그 중 50%와 83% 냉간압연된

시편과 냉간압연한 후 재결정된 시편의 광학사진이다.

83%로 냉간압연된 시편이 50%로 냉간압연된 시편보다

결정립 크기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냉간압연량 증

가에 따른 결정립 미세화 원인은 냉간압연에 의해 Fig.

1(a)과 (b)처럼 결정립 내에 미세한 슬립밴드, 전위, 기

계적 쌍정과 같은 다량의 격자결함8)들이 도입되고, 이 격

자결함들이 재결정립들의 핵 생성 처로 작용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냉간압연량에 따른 결정립 크기의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냉간압연량이 증가함에 따라 β 상

의 결정립 크기가 거의 직선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냉간

압연량이 90%일 때는 평균 결정립 크기가 약 67 µm이

었다. 그러나, 이 결정립 크기는 냉간압연 후 중간 회복

Fig. 2. Change in grain size with thickness reduction of cold

rolling in Ti-15-3 alloy.

Fig. 1. Optical micrographs of (a) 50 % and (b) 83 % cold-rolled specimens and recrystallized specimens at 790oC for 40 min

after (c) 50 % and (d) 83 % cold-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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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를 하여 얻어진 평균 결정립 크기인 약 30 µm보

다 2배 정도 크다.9) 이에 결정립 크기를 더 최소화하기

위해 냉간압연량을 90%로 하여 재결정 온도와 시간을 변

화시켜 결정립을 미세화시켜 보았다.

Fig. 3은 α 상의 등온 석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4)

이 그림을 토대로 재결정 열처리 시 α 상이 석출되지

않도록 450~790oC에서 3, 5, 10분간 등온 열처리하는 것

을 재결정 열처리 조건으로 정하였다. Fig. 4는 재결정

열처리 조건이 다른 시편들의 경도 값으로, 재결정되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했다. 온도에 따라 경도 값을

살펴보면 450oC에서 열처리된 시편의 경도 값이 가장 높

았으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경도 값은 점차 감소하다가

대략 750oC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한 경도 값을 보인다. 

재결정 열처리 시간에 따른 경도 값을 비교해 보면 3

분일 때의 경도 그래프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곡선을 그

리며, 750oC에서 재결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

Fig. 3. Isothermal Precipitation-Time-Temperature (PTT)

diagram for α precipitation in β matrix of Ti-15-3 alloy.4) Fig. 4. Rockwell hardness of the specimens which were 90%

cold-rolled and annealed at different temperatures of 450oC to

790oC for 3, 5, and 10 min, respectively.

Fig. 5. Optical micrographs of recrystallized specimens at (a) 770oC for 3 min, (b) 770oC for 5 min, and (c) 790oC for 3 min

after 90% cold 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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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결정 열처리 시간이 5분과 10분의 경우에는 경도

가 약 600oC 전후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700oC 정도에

서 재결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재결정 열처리 조건에서 미세조직을 관찰해 보았

다. Fig. 5는 90% 냉간압연을 한 후, 770oC에서 3분, 5

분으로 열처리한 시편과 790oC에서 3분으로 열처리한 시

편의 광학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3분간 열처리한 경우,

770oC에서 열처리한 경우가 790oC에서 열처리한 경우보

다 결정립 크기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일한 770oC에서는 열처리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정립

성장이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

은 재결정 온도와 시간에 따라 결정립 크기의 변화를 보

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온도가 낮고, 시간이 짧으면 결

정립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700oC에

서 5분간 열처리된 시편의 경우 평균 결정립 크기는 약

19 µm로, 이는 앞서 언급한 중간 회복 열처리를 하여 얻

어진 평균 결정립 크기인 약 30 µm보다도 미세하다. 

Fig. 7은 서로 다른 재결정 열처리 조건에서 재결정된

시편들의 응력-변형률 곡선이다. 재결정 열처리 온도가 낮

아 결정립 크기가 작을수록 항복강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보기 위해 결정립 크기에 따른

항복강도의 변화를 Fig. 8에 나타냈다. 결정립 크기가 작

을수록 항복강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결정립 크기가

약 19 µm의 경우에는 평균 결정립 크기가 약 63 µm인

경우보다 항복강도가 90 MPa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 그래프를 보면 결정립 크기가 커질수록 항복강도

는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평균 결정립 크기가 40 µm 이

상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항복강도의 증가에 따른 연신율의 감소 정도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연신율은 항복강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큰 감소없이 15~20%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정립

미세화에 의한 항복강도 증가는 연신율에 급격한 감소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β 상

의 결정립 미세화는 연신율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β-Ti

합금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으로부터 항복변형률을 지

Fig. 6. Change in grain size of recrystallized specimens as

functions of annealing temperature and time.

Fig. 7. (a) Engineering and (b) true stress-strain curves of

recrystallized specimens at different annealing conditions.

Fig. 8. Change in yield stress with grain size in Ti-15-3 alloy

with a β singl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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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 가공경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를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Fig. 10과 같이 700oC에서

5분간 재결정한 열처리 시편의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을

이용하여 가공 경화 속도-진변형률 곡선을 나타내 보았

다. 항복 후 소성구간에서 가공 경화 속도가 급격히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변형률이 0.02 이상에

서는 가공경화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

다. 이를 통해 항복 후 가공경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장강도는 결정립 크기에

따른 항복강도 차이만큼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금속 재료는 응력을 받게 되면 전위의 증식

이 일어나 전위밀도가 증가되고, 전위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전위의 활주가 어려워져 강도가 상승하는 가공경화

가 일어난다. 그러나, β-Ti-15-3 합금에서는 위와 같은 가

공경화가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Fig. 10). 그 이유에

대해 재결정 열처리 후에 이미 기지조직의 전위밀도가 아

주 높아서 소성변형 중 추가적인 전위밀도의 증가가 어

렵기 때문이라는 보고10,11)가 있기는 하지만, 재결정 후에

도 전위밀도가 높다는 것이 쉽게 수긍되기 어렵다. 더욱이

Fig. 11을 보면 5% 인장변형 한 시편에서도 전위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장 변형

전에 이미 전위밀도가 많아 인장 중 추가적인 전위밀도

증가가 어렵다는 설명은 명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저탄소강 및 초세립 Cu, Al 합금들에서 동적 회

복 (dynamic recovery) 현상으로 인해 가공경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동적 회복은 변형 중에

전위의 활주와 상승에 의해 전위가 소멸되는 현상으로,

소성변형 중에도 재료 내의 전위밀도가 낮아지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동적 회복 현상에 의해 상온에서 변형

중에도 가공연화가 일어난다고도 알려져 있다.14~16) 

변형 중에 전위밀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17)

(1)

여기서, ρ는 전위밀도, α는 상수, 는 변형속도, b는 버

거스 벡터, d는 결정립 크기, τ는 결정립내에 있는 전위가

결정립계로 이동하여 소멸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동적

회복이 활발하게 일어날 경우, 전위밀도의 변화는 거의

없으므로, 식 (1)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표현될 수 있다.

 (2)

dρ

dt
------

αε·

b
d

------
ρ

τ
---–=

τ
ρbd

αε·
----------=

Fig. 10. Strain hardening rate of a recrystallized specimen at

700oC for 5 min.

Fig. 9. Change in total elongation with yield stress in Ti-15-

3 alloy with a β single phase.

Fig. 11.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of a tensile specimen

of Ti-15-3 alloy strained by 5% with a crosshead speed of

2 mm/min at room temperature. The specimen was annealed at

790oC for 3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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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를 통해, τ는 결정립 크기와 비례하며 변형속도

와는 반비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위의 자유 이

동 거리 및 이동 속도와 연관이 있다. 만약 결정립이 조

대하면 전위의 자유 이동 거리는 길어지게 되어, τ가 증

가하게 된다. 변형속도가 느리면 전위의 이동 속도가 느

려지기 때문에,18) τ가 증가하게 된다. 초세립 Cu 합금의

경우 결정립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변형 중에 전위가 소

멸되는 시간이 짧아, 결정립계에 전위 축적이 적어 가공

경화가 미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실험의 경우에는

평균 결정립 크기가 수 십 µm로 비교적 큰 결정립을 갖

고 있지만, 변형속도는 2 mm/min로 초세립 Cu 합금의

인장 변형속도 (0.3 mm/min) 보다 약 7배 빠르다. 따라

서, Ti-15-3 β 합금의 인장 중 가공경화가 낮은 이유를

동적 회복에 근간을 둔 식 (2)를 토대로 생각할 경우, 비

교적 큰 결정립 크기를 갖고 있지만, 인장 변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변형 중에 동적 회복이 잘 일어난 것으

로 생각된다. 인장 변형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동적 회

복이 줄어 들어 가공경화가 증가하는 현상은 초세립 Al

합금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19) (Fig. 12 참조).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15-3 합금에서 β 상의 결정립 미세

화를 위해 냉간압연량과 재결정 열처리 조건을 변화시켰

고, 이에 따른 미세조직과 기계적 성질을 조사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재결정 열처리는 790oC에서 40분간 일정하게 하고, 냉

간압연량을 달리한 경우, 냉간압연량이 증가할수록 결정

립 크기는 작아지고, 최대 90%로 냉간압연한 경우에는

평균 결정립 크기가 약 67 µm로 미세화되었다. 결정립

크기를 더욱 미세화하기 위해 냉간압연량을 90%로 일정

하게 하고, 재결정 열처리 조건을 변화시킨 결과, 재결

정 열처리 온도가 낮고, 시간이 짧을수록 결정립 크기가

미세화되어, 700oC에서 5분간 재결정 열처리한 경우 평

균 결정립 크기가 19 µm로 미세화되었다. 기계적 성질을

살펴보면 결정립 크기가 작아질수록 항복강도는 증가하

였지만, 평균 결정립 크기가 40 µm 이상에서는 항복강

도가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결정립 미세화로 인해 항복

강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신율은 급격한 감소없이

15~20%를 유지하였으며, 인장강도는 가공경화가 없기 때

문에 항복강도와 거의 유사한 값을 갖는다. 가공경화가

없는 이유는 인장 변형 중 동적 회복 현상에 기인된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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